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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  

CNU Opens the Gwangju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전남대학교는 지난 1월 18일 ‘급변하는 시대 속 

지역사회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2년 

광주·전남 고등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과 교육부·지

자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대학의 

역할과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대학교육생태계, 새로운 ’

판‘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마강래 중앙대 교수

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광주·전남 지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성택 총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윤의준 총장,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성택 총장은 “지역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축

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며 “지역 내, 지역 간, 대학 간, 정부와 대학 간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U held the 2022 Gwangju-Jeonnam 
Higher Education Policy Forum under the 
title of “Future Strategy for Local Commu-
nities in a Rapidly Changing Era” on Janu-
ary 18. 

In this forum, local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as well as officials 
and experts from the Ministry of Educa-
tion and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d 
and discussed the role and future strate-
gies of local universities.  

Professor Cho Young-tae (Seoul National 
University) gave a presentation under the 
theme of “University Education Ecosys-
tem, A New ‘Plan’ Is Required,” and Pro-
fessor Ma Kang-rae (Chung-Ang 
University) gave a presentation under the 
theme of “Corresponding Plans in 
Gwangju and South Jeolla Province in Re-
gards to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In the discussion that followed, CNU 
President Jung Sung-taek chaired, and 
President Yoon Eui-jun (Korea Energy Engi-
neering University) and Eun-ok Choi, the 
Higher Education Policy Directo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participated as a 
panel for in-depth discussions to over-
come the crisis for local universities. 

President Jung said, “We must over-
come the crisis with a sense of calling 
that local universities are the central axis 
of regional innovation. It is necessary for 
local communities, universities, and gov-
ernments to cooperatively deal with the 
crisis that is looming over us.” 

전남대, 지역대학 위기 해법 모색 

CNU Seeks Solutions to Regional University Crisis

전남대학교가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남대와 광주

광역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이 협력하여 설

립하였으며, 광주지역의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

발원조(ODA)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는 앞으로 ODA의 저변 

확대를 통해 어려운 국가들과 ‘나눔’의 가치를 실

현하고, 초·중·고·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

체를 대상으로 ODA 교육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ODA 사업기획과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네트

워크 구축, 각종 학술지 발간 등을 추진한다. 

김재기 센터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ODA 사

업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

하고, 지역 대학생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발

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NU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the 
Gwangju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
eration Center. The Gwangju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was es-
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CNU,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e center is ex-
pected to serve as a key base for interna-
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Gwangju region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Gwangju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will realize the value of 
sharing with countries in need by expand-
ing the ODA base in the future and will 
conduct ODA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for uni-
versities, public institutions, compan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addition, ODA 
project planning and efforts at discovering 
cooperative partners, establishing net-
works, and publishing various academic 
journals will be carried out. 

Professor and center head Kim Jae-gi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
national Relations) said, “Through the ODA 
project, we will support local companies to 
advance into the global market as well as 
college students in Gwangju to be fostered 
as global Koreans who work with major in-
ternational organizations.”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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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 복지 위해 집중 투자 

Massive Investment in CNU Yeosu 

Campus for Student Welfare

전남대학교는 올해 국비 626억 원을 확보했으

며, 이 중 356억 원을 여수캠퍼스에 투자할 계획

이다.  

전남대는 약 260억 원을 투입해 학생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BTL 기숙사’를 여수캠퍼

스에 신축하기로 했다. 또한, 96억 원을 투자해 

‘학생성공홀’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입학부터 취

업까지 대학생활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

는 각종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택 총장은 “정부와 국회, 지역민의 도움으로 

여수캠퍼스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며, “전

남대는 앞으로도 여수캠퍼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U has secured 62.6 billion KRW in gov-
ernment spending this year and will invest 
35.6 billion KRW from this sum in the Yeosu 
campus. 

CNU decided to invest about 26 billion 
won to build the state-of-the-art “BTL dor-
mitory” that can accommodate 500 stu-
dents on the Yeosu campus. In addition, 9.6 
billion KRW will be allotted to build the new 
Student Success Hall which will provide a 
great deal of infrastructure supporting the 
entire life cycle of university life from admis-
sion to employment. 

President Jung said, “With the help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residents, it became possible for CNU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Yeosu campus. CNU will continue its ef-
forts to cooperate with local communities to 
foster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Yeosu 
campus.” 


